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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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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by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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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arenting attitude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317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5 to 12, 2012 and analyzed using the SPSS 18.0.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conomics status. Second,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s.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 show positive correlation in all areas. Forth, the predictors that affect the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the achieving parenting attitudes of father. Consequently, if the parents

approach their children who have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ir achievement

parenting attitudes, the children will have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furthermore get

personal growth and be socialized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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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

인기의 과도기 위치로서 중․고등학교 시기의 가

족과 학교생활에서 맺은 단순한 대인관계에서 이

제는 더욱 확장된 동료, 연인, 가족, 교수 등으로 

그 관계가 확대 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효율적

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면 정체감 확립,

건전한 성격발달, 자아성취감, 행복감 등을 이루게 

되지만, 대인관계 형성에 실패한다면 외로움과 자

아 정체감 발달 위기 같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

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 우울, 분노 같은 심리적

인 어려움과 함께 신체적인 증상들을 겪게 된다

[1].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

인관계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2],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 보다 정서적으로 더 예민하며, 관계

중심이며 남성중심의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더 

많은 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1]. 이는 우리

나라 중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치열한 입시경쟁

으로 인해 제도화된 학교 교육의 틀 속에서 학업

에 몰두하며 지내왔던 점과 같은 사회 문화적 영

향도 있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도 가장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경

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3].

개인의 삶은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그들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부모의 가치

관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성장한다. 중요 타인 중에

서 가장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

상은 부모로써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

는 영향은 오랜 기간 강조되어 왔다[4]. 자녀가 받

는 영향은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가 어떠한가 보다

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지지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방식

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해석이라는 상호적 과정을 

통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3].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대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학업적

으로, 그리고 대인관계상에서 더 잘 적응하고[3][5],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했다고 지각하는 경우 높은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낮은 우울을 보였다

[6].

부모-자녀 관계는 성장 이후 전 생애 동안 대인

관계 등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

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적응 및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친다[7]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대학생 특히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대학시절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의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교

과과정 상의 임상실습 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병원

종사자들 중에서도 간호사는 타 직종, 타 부서와 

가장 빈번한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환자들

을 가장 가까이 접하며 그들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8]. 간호대학생이 간호대상자 및 의료인과 

갈등 없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전문직 간

호사로서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간호대상자와의 상

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도 가져올 수 있다[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

육태도가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원만한 사회

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방식의 

중요성과 올바른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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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

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가 어떠한 관계성

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

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

관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의 양육태도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소재한 3년제 간호과

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5일

부터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시 강

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동의

를 얻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

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

기로 동의한 학생에게만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

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자료는 정해진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

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

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

부하여 이 중 330명의 자료를 회수하였으며(응답률 

94.2%),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

고, 317명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17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학년은 1학년이 

18.3% 2학년이 28.4%, 3학년이 53.3%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 25.6%, 고등학교 졸

업 63.7%, 중학교 졸업 이하 10.7%이었고, 어머니

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 16.7%, 고등학교 졸업 

70.7%, 중학교 졸업 이하가 12.6%이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잘산다(4.4%), 보통이다(50.8%), 어

렵다(44.8%)이며 보통이다가 50.8%로 가장 많이 응

답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 도구로는 임선화[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설문지’를 

사용했다. 이 설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의 4개 차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차원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

합리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양극화

시켰다. 이 설문지의 문항들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자택일로 응답하도록 만들

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

의 각 차원에서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

의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for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Attitudes Cronbach's 
Alpha

Father
Love-Hostility .852
Autonomy-Control .630
Achievement-Nonachievement .696
Rational-Irrational .779
Total .903

Mother
Love-Hostility .804
Autonomy-Control .661
Achievement-Nonachievement .693
Rational-Irrational .777
Total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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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관계

대인관계 도구로는 Schlein 등[11]이 개발하고 

전석균[12]이 수정, 보안한 RCS(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사용하였다. RCS 척도는 총 25문

항으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행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가능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0이었

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대인관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Tukey test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

는 양육태도의 각 차원의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상᠊하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t-test로 분석하였다.

3)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

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연구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

도와 대인관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경제

적 수준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태도와 대인

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검정 결과 

경제적 수준이 보통인 집단과 어렵다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서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

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대인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양육태도를 하위요

인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애정-적대(t=4.33), 자율

-통제(t=4.58), 성취-비성취(t=4.85), 합리-비합리

(t=2.23), 어머니의 애정-적대(t=4.31), 자율-통제

(t=4.24), 성취-비성취(t=5.13), 합리-비합리(t=2.19)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의 상
관관계

대상자의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 양육태도는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어머니의 성취-

비성취요인(r=.321)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4>.

4.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 대인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버지의 성취-비성취적 양육

태도로 11%가 설명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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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Economic Staus (N=317)

Variables
Father's 

Parenting Attitudes
Mother's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
M±SD F(p) M±SD F(p) M±SD F(p)

Economic
status

bad a 3.47±0.49 6.81(.000) 3.54±0.45 9.94(.000) 3.41±0.49 8.59(.000)
average b 3.65±0.42 3.72±0.39 3.63±0.43
affluence c 3.74±0.54 3.92±0.33 3.56±0.47
Turkey test b>a b>a b>a

<Table 3> Inter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s (N=317)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
M±SD t p

Father

Love-Hostility High
Low

3.66±0.43
3.43±0.48 4.33 .000

Autonomy-Control High
Low

3.65±0.42
3.42±0.49 4.58 .000

Achievement-Nonachievement High
Low

3.64±0.43
3.39±0.48 4.85 .000

Rational-Irrational High
Low

3.58±0.44
3.46±0.49 2.23 .026

Mother

Love-Hostility High
Low

3.62±0.45
3.39±0.46 4.31 .000

Autonomy-Control High
Low

3.66±0.42
3.44±0.48 4.24 .000

Achievement-Nonachievement High
Low

3.64±0.42
3.37±0.49 5.13 .000

Rational-Irrational High
Low

3.59±0.47
3.44±0.46 2.19 .007

<Table 4> Cor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arenting Attitudes (N=317)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
r(p)

Father
Love- Hostility .242(.000)
Autonomy- Control .236(.000)
Achievement- Nonachievement .319(.000)
Rational- Irrational .203(.000)

Mother
Love- Hostility .284(.000)
Autonomy- Control .230(.000)
Achievement- Nonachievement .321(.000)
Rational - Irrational .18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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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 Influencing Interpersonal Relations (N=317)

Variables B  t p
Father's Love-Hostility -.115 -.127 -1.076 .283
Father's Autonomy-Control .052 .040 .451 .652
Father's Achievement-Nonachievement .268 .225 2.02 .044
Father's Rational-Irrational .167 .154 1.27 .203
Mother's Love-Hostility .193 .171 1.67 .096
Mother's Autonomy-Control .073 .056 .613 .540
Mother's Achievement-Nonachievement .041 .033 .315 .753
Mother's Rational-Irrational -.177 -.160 -1.415 .158

Adjusted R²=.11, F=5.03, p=.000

Ⅳ. 고찰 및 결론

간호대학생이 간호 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

자 및 가족, 의료인과 갈등 없는 좋은 관계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

는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태

도와 대인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수준이 보

통이다고 답한 집단은 어렵다라고 답한 집단에 비

해 부모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

도가 사회, 경제적 수준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13],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

계 능력이 높다[14], 가정의 경제수준이 대학생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15]는 연구결과 

들과 맥을 같이 한다. 가정 경제가 어려운 대학생

일수록, 대학등록금과 용돈 마련을 위해 학업과 아

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대학생활 중 대인관계 능

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동아리 참여

의 경험이 박탈된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실태

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에게 자신감, 만족감, 풍부한 경제적 혜택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자녀의 능력과 포부, 취미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16], 오히

려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경제적 뒷받침은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립심을 길러

주어야 하므로 부모와 자녀의 적절한 관계가 필요

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부모 양육태도를 적대적 보다는 애

정적으로, 통제적 보다는 자율적으로, 비성취보다

는 성취적으로, 비합리적 보다는 합리적으로 지각

했을 때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양육태도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

으로 지각한 대학생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17]와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을 받지 못

하였거나 과잉 간섭을 받으면서 자율성을 인정받

지 못한 학생일수록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18]와도 연결된다. 만약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적절하다면, 개인을 사회상황

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지게 

할 결과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가 간호대학

생의 대인관계에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부모

에게 긍정적 양육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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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태

도와 인식의 변화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

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여 달성하기를 격

려하고, 끈기 있게 집중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하

는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 지닌 중요성 및 그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라 생

각된다. 대학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그에 따라 점차 부모에게서 받는 직접적

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시기이지만[19], 본 연구결

과 부모 양육의 영향이 10대를 넘어서 대학생에게

까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즉 자녀가 대학생이라

고 해서 그들의 생활에 관한 모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하게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양육 태도가 

아니라 자녀가 목표를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격려하고 지지하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양육함

과 동시에 자식이 사회에 나아가 제 역할을 충분

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하

므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성숙한 양육태도를 배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인관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버

지의 성취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가 자녀에게 목표를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하며 일관된 

양육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에서

는 부모 중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자녀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20]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비록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

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자녀들의 삶에 더 많이 

관여하겠지만,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자녀의 삶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최근 급변화하는 사회에서 핵가족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양

육문제를 어머니가 전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부모 공동의 양육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

하게 된다. 자녀의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의 적응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3]와 아버지의 

역할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14], 대학생들이 아

버지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더 많

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보였다[21]등의 선행연구 결

과들을 감안하여 아버지의 역할에 보다 많은 관심

이 요구된다. 나아가 대인관계 및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상담시 에도 아버지의 양육행

동이 지닌 영향력을 포함하여 상담한다면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

도와 대인관계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의 질

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방식의 중요성과 올바른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경

제적 수준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태도와 대

인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대인관계

는 부모 양육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

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성취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부모가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

을 때,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함은 물론, 나아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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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성장 및 사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이혼 등으로 인해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편모나 편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에게 긍정적 양육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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